“

1. 게임소개

어쩌다 보니 히어로
“ 어른들에게는 웃기지만 아이들은 믿고 있는 가상의 존재 “ 유령 ”
- 꿈속에서 인형에 깃든 유령을 혼내주는 2D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 -

게임명

어쩌다 보니 히어로

장르

벨트스크롤 액션

타겟층

속도감 넘치는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

플랫폼

모바일

“

2. 기획의도

01

02

03

스테이지 분리

60초 l 파밍

페이즈 l 긴장감

( 아이템 획득 > 몬스터 전투 )

( 파밍 스테이지의 재미요소 )

( 전투 스테이지의 재미요소 )

“ 파밍 스테이지와 전투 스테이지 ”

“ 복잡한 구조, 여러 개의 방 “

“ 보스 몬스터의 분노 3단계 “

장소를 분리하여 플레이어가
각각의 재미 요소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아이템을 찾는 즐거움 준다

몬스터는 남아있는 체력이 낮을수록
강해져 플레이어에게 긴장감을 준다

“

3. 재미요소

파밍 l 몬스터

바뀌는 무기

분노 페이즈

1. 여러 개의 방, 무작위 아이템 생성
2. 다양한 아이템 획득 방식
3. 짧은 60초의 파밍 시간

1. 파밍 > 전투 입장 시 무기 디자인과 속성이 변함
2. 파밍 중에는 무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3. 다양한 공격 방식과 특성이 있는 무기들

1. 보스 몬스터의 남은 체력에 따른 분노 3단계
2. 남은 체력이 낮을 시 난이도가 올라간다
3. 보스 몬스터의 약점을 파악해서 공격

“ 파밍 결과로 강력한 몬스터와 1:1 전투 ”

“ 어떤 무기로 변할지 기대되는 짜릿함 ”

“ 긴장감이 넘치는 전투를 만들어 낸다 “

“

4. 스토리

“

1 ) 유령의 존재
: 유령이 깃들어 스스로 움직이는 물건과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는 이야기
어떠한 어린이한테는 무섭지만 어른들에게는 별 거 아니고 귀여울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2 ) 혼내 주다
: 미국에 있는 어느 평범한 가정 집에 유령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겁쟁이 6살 소년이 있다.
그의 이름은 잭 다니엘- 그는 자신의 인형에 유령이 깃든 것 같아 두려워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꿈속에서는 용기가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인형에 깃들어 있는 유령을 직접 혼내 주려 한다.
“ 자신에게 두려움을 준 유령을 혼내 주려는 꼬마 소년의 이야기 “

”

“

5. 기본 규칙 l 개요

1:1 전투

컨텐츠 이용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된 파밍 스테이지

보스 몬스터가 있는 전투 스테이지

보스를 처치하면 전투 스테이지 위에 휴식처 생성

빠르게 돌아다니며 필요한 아이템을 획득한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장롱으로 들어가야한다.

타임 아웃 혹은 장롱 진입을 통해 전투 장소로 이동한다.
보스의 다양한 공격을 피하며 쓰러뜨리는 것이 목표다.

캐릭터 강화,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소다.
컨텐츠 이용 시 필요한 재화로 음식을 요구한다.

“ 아이템 종류 : 무기 l 아이템 l 음식 “

“ 목표 : 획득한 무기와 아이템으로 보스를 처치 “

“ 컨텐츠 요소 : 플레이어 강화 l 장소 해금 l 상점 “

60초 파밍

